
박수문 학술상 시행세칙 
2014년 11월 06일 제정
2017년 09월 01일 개정
2018년 9월 14일 개정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박수문 학술상 (이하 본 학술상) 기금의 운영과 본 기금으로부터 수여되는 본 
학술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금 조성 및 운영) 본 학술상 기금은 2013년 고 박수문 교수 유족이 후학 양성을 위하여 (사)
한국전기화학회에 기부한 금액을 중심으로, 그 후에 지인 및 제자 그룹, 회사(동문이엔티와 네오사이언
스)에서 뜻을 모아 기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9,300 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탁
을 통하여 기금의 확대를 꾀할 수 있고, 어떠한 경우라도 본 규정에서 정한 포상관련 비용 이외의 지출
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3조 (감사) 본 학술상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는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. 

제 4조 (위원회) 본 학술상 기금 운영 및 포상 업무의 추진은 수상위원회가 담당한다.

제 5조 (수상 대상자) 본 학술상의 수상 대상자는 수상 응모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전기화학
회의 회원으로서, 이공학분야 교원 및 공공·민간연구소의 연구원으로, 독립적인 연구를 시작한 후 7년 이
하 또는 만 45세 이하의 전기화학 연구 관련 신진연구자 중 향후 전기화학 학문 발전 및 학회발전에 크
게 공헌할 역량을 보인자를 추천받아 포상한다.
제 6조 (수상후보자 추천) 본 위원회는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기 
위하여 춘계총회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분과회, 지부, 학술위원회 등 학회 산하 조직에 수상후보자
의 추천을 의뢰하고 학회 웹페이지를 비롯하여 관련 학회에 공고한다. 각 추천자는 (자천 가능) 아래 소
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상 후보자를 회장에게 추천하고, 회장은 후보자들의 심사 및 
선정을 수상 위원회에 요청한다. 
수상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정한 날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(추후 진실 위반이 밝혀질 경
우, 모든 과정이나 수상이 취소 될 수 있다).
1. 신청인 이력서 (입학 및 졸업일, 경력 및 연구업적 목록 포함)
2. 대표논문 (3편 이내) 1-3편까지
3. 대표논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추천서 (전기화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1인 이상)
4. 연구업적 개요 및 향후 연구 계획 (A4 2페이지 내외 분량) 

제 7조 (수상자 선정) 수상 위원회는 평가대상 후보자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연구업적의 수월성과 독창
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. 대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(impact factor)와 학문 분야별 상대
적 수준을 고려하고, 대표 논문의 교신저자 수, 피인용수, 제 1저자가 지도학생인지의 여부, 표지 논문 
여부, 동일 학술지 또는 타 학술지에서 다룬 논평, 연구 여건 등을 감안한다. 연구업적의 수월성과 독창
성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 향후 발전 가능성, 학회 기여도를 평가하여 합의에 의해 1인을 선정
한 후 이사회에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다.
 
제 8조 (상금 규모) 본 학술상은 상장과 상금 400만원을 수상자에게 수여한다. 

제 9조 (시상 시기) 본 학술상은 매년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1명 시상한다. 단, 당해 년도에 
적절한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. 



부칙.

본 규정은 2014 년 11 월 06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
이 규정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
